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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기준 영업실적입니다. 비교 표시된 과거 실적도 한

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된 영업실적입니다. 

 

본 자료에 포함된 “2016년 4분기 및 연간 실적” 은 본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 회계검토가  

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, 그 내용 중 일부는  

회계검토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
 

또한,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“예측정보”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

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 

의미하고, 표현상으로는 ‘예상’, ‘전망’, ‘계획’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. 
 

“예측정보”는 그 성격상 불확실한 사건들을 언급하는데, 회사의 향후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에  

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포함합니다.  

환율, 이자율, 물가 등의 변동을 포함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, 신규사업 인수 및 매각 등을 포함한  

회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등이 대상입니다.  
 

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의 실제 미래실적은 “예측정보”에 포함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 

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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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재무정보(K-IFRS 기준) 
 
영업총이익 (연결 기준) 
 
손익 (연결 기준) 
 
연간 주요 성과 
 
2017 가이던스 및 중장기 성장전략 
 



2016년 연간 2015년 연간 성장률 2016년 4분기 2015년 4분기 성장률 

영업총이익  9,974 9,487 5% 2,790  2,650  5% 

판관비     8,479    8,215  3% 2,245 2,312  △3% 

영업이익  1,495 1,272 18% 545 338 61% 

영업외수지 △217 223 - △239 119 - 

세전이익  1,278 1,495 △15% 306 457 △33% 

당기순이익  906 817 11% 221 122 81% 

요약 재무정보(K-IFRS 기준) 

(억원) 

※ 영업외수지 : 일회성 비용인 영업권 등 무형자산 손상차손 △406억 인식. 자회사 인수대가 지급 예상액도 동반 감소되어(+119억) 순효과는 △287억 

※ 2016 사업연도 기말 현금배당 : 주당 300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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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본사 : 15년 연간 2,629억 → 16년 연간 2,851억 (222억↑) 

   - 삼성전자와 비계열 대행 물량 확대로 전년대비 8% 성장 

□ 연결자회사 : 15년 연간 6,858억 → 16년 연간 7,123억 (265억↑) 

   - 중남미, 동남아, 인도 등 신흥시장 성장세 지속 

  2016년 연간 2015년 연간 성장률 2016년 4분기 2015년 4분기 성장률 

  본           사 2,851 2,629 8% 854 789 8% 

  연결자회사 7,123 6,858 4% 1,936 1,861 4% 

  합          계  9,974 9,487 5% 2,790 2,650 5% 

 (억원) 

영업총이익 요약 

영업총이익 : 2015년   연간 9,487억 → 2016년   연간 9,974억 (487억↑) 
2015년 4분기 2,650억 → 2016년 4분기 2,790억 (140억↑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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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총이익 | 해외 지역별 영업총이익 

해외사업 비중 : 2015년 연간 72%  →  2016년 연간 71% 

중국 유럽 북미 인도 동남아 중동 중남미 CIS 아프리카 

2,256 
2,375 

2,267 

522 453 410 393 383 
252 315 

173 135 111 91 

(억원) 

□ 중남미, 인도, 동남아 등 신흥 시장 고성장세 유지 

   - 중남미(전년 대비 25%↑), 동남아(15%), 인도(14%) 

□ 주요 국가인 중국, 유럽은 전년대비 성장한 반면, 북미는 비계열 대행 물량 축소로 실적 감소 

2015년 

2016년 
2,158 

720 

399 356 

※ 펑타이 6%↑,  아이리스 4%↑(파운드 환율효과 제거 시, 15%↑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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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총이익 | Non-Samsung 및 디지털 사업 비중 

□Non-Samsung 비중 : 2015년 연간 35%  →  2016년 연간 34% 

- 본            사  : 15년 28% → 16년 28% 

- 연결 자회사  : 15년 37% → 16년 37% 

※ 삼성 그룹 외 광고주 

□디지털 사업 비중 : 2015년 연간 28%  →  2016년 연간 30% 

 2010  2012 2015 2016 

    디지털 19% 21% 28% 30% 

    BTL  32% 35% 43% 43% 

    리테일 13% 19% 25% 20% 



손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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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

2016년 

영업이익 : 2015년 연간  1,272억 → 2016년 연간  1,495억  (223억↑) 

영업이익 판관비 

2015년 4분기   338억 → 2016년 4분기   545억  (207억↑) 

18% 

2,785 
(경비) 

8% 

1,495 

1,272 2,583 
(경비) 

5,632 
(인건비) 

5,694 
(인건비) 

1% 

□연간 : 영업총이익 증가 및 판관비 효율화로 영업이익 증가 

  - 연간 영업이익률도 15년 13.4% → 16년 15.0%로 전년 대비 1.6%p 개선 

(억원) 

※ 4분기 : 삼성전자 등 영업총이익 140억↑, 판관비 △67억↓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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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주요 성과 | 신규 광고주 개발 

□벤틀리(영국), GNC(미국), 인피니티(중국) 등 신규 광고주 개발 지속 

 < 2016년 개발 광고주 > 

4분기 개발 광고주 

http://www.google.co.kr/url?sa=i&rct=j&q=&esrc=s&source=images&cd=&cad=rja&uact=8&ved=0ahUKEwjt6efYme3NAhXBEpQKHZOkCTAQjRwIBw&url=http://no1hsk.co.kr/&bvm=bv.126130881,d.dGo&psig=AFQjCNF011fioiLhQgdZ9zBe4NS1CkzuYw&ust=1468387965263976
http://www.google.co.kr/url?sa=i&rct=j&q=&esrc=s&source=images&cd=&cad=rja&uact=8&ved=0ahUKEwj6sN2Mmu3NAhXCk5QKHaw_B4kQjRwIBw&url=http://ssgblog.com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-%EC%B2%AB%EB%B2%88%EC%A7%B8-%EC%87%BC%ED%95%91-%ED%85%8C%EB%A7%88%ED%8C%8C%ED%81%AC-%E3%80%8C%EC%8A%A4%ED%83%80%ED%95%84%EB%93%9C-%ED%95%98/&bvm=bv.126130881,d.dGo&psig=AFQjCNFn6oYDwrFfayXOlOpIVLDgUPOl4g&ust=1468388099839289
http://www.google.co.kr/url?sa=i&rct=j&q=&esrc=s&source=images&cd=&cad=rja&uact=8&ved=0ahUKEwivu46wpeHPAhVCQY8KHVH9BScQjRwIBw&url=http://thenewswheel.com/behind-badge-is-infiniti-emblem-road-or-mountain/&psig=AFQjCNEg-Daf7zQkRUtEJbGXBxjNt-sVCg&ust=1476774895124658
https://www.google.co.kr/url?sa=i&rct=j&q=&esrc=s&source=imgres&cd=&cad=rja&uact=8&ved=0ahUKEwjA7cK8jMbRAhVLzVQKHeQfCtgQjRwIBw&url=https://plus.google.com/u/0/118196572751899798724&psig=AFQjCNFv43hDuoNGR95GfOWEdod9_s9h1w&ust=1484636602773474
http://www.google.co.kr/url?sa=i&rct=j&q=&esrc=s&source=images&cd=&cad=rja&uact=8&ved=0ahUKEwiMpvaDjcbRAhXly1QKHSLfBSoQjRwIBw&url=http://shangrilaspecialist.com/&bvm=bv.144224172,d.cGw&psig=AFQjCNFXkIkGsMacm8Zy4QSWsc9v-YaRLQ&ust=1484636744240983
https://www.google.co.kr/url?sa=i&rct=j&q=&esrc=s&source=images&cd=&cad=rja&uact=8&ved=0ahUKEwjarYDnjcbRAhXKi1QKHYPZAegQjRwIBw&url=https://www.dwglogo.com/alibaba-group-logo/&bvm=bv.144224172,d.cGw&psig=AFQjCNEUK-5G59dRCnIV3I5GvJJ0lccuYw&ust=1484636956241496
http://www.google.co.kr/url?sa=i&rct=j&q=&esrc=s&source=images&cd=&cad=rja&uact=8&ved=0ahUKEwiu6cKkj8bRAhWCxFQKHfA2BvQQjRwIBw&url=http://logos.wikia.com/wiki/Discovery_Channel_(International)&psig=AFQjCNHCmjcZDub7dTAJ-tIPutZYQTft4Q&ust=1484637355390384
https://www.google.co.kr/url?sa=i&rct=j&q=&esrc=s&source=images&cd=&cad=rja&uact=8&ved=0ahUKEwia0uiDkMbRAhVByFQKHRCjB94QjRwIBw&url=https://goodlogo.com/download/mtr_hong_kong_logo_vector_3620&bvm=bv.144224172,d.cGw&psig=AFQjCNHsb056OuLJCnoNEU5CTRhKb_y8Fw&ust=1484637540393404
https://www.google.co.kr/url?sa=i&rct=j&q=&esrc=s&source=images&cd=&cad=rja&uact=8&ved=0ahUKEwiki-X0mMbRAhVhilQKHREWBtIQjRwIBw&url=https://www.bentleymotors.com/&bvm=bv.144224172,d.cGw&psig=AFQjCNFE3x8UxXHtydhblxSfN58u9xePeQ&ust=14846399400149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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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Cannes Lions 7개 수상 : Gold 1, Silver 1, Bronze 5 

□ 런던국제광고제 8개 수상 : Gold 1, Silver 4, Bronze 3 

□ 기타 : AdFest(12개 수상), 원쇼(18개), Spikes Asia(5개),  Ad Stars(18개) 등 

 < 수상 캠페인 내역 > 

연간 주요 성과 | 광고제 수상 

주요 광고제 다수 수상 

< 삼성그룹, 마지막 소원 > 
* 런던국제광고제 금상 등 

< KT, 안부알림TV > 
* Adfest 대상, One Show 동상 등 

< 통일부, 통일의 피아노 > 
* Cannes, One Show, Spikes Asia 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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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가이던스 및 중장기 성장전략 

 
 
 

[M&A 등 Inorganic 성장 지속] 

- 본사 : 전사의 핵심역량 강화 목적의 대규모 M&A 

- 거점/자회사 : 지역 사업 강화 목적, 로컬 광고주 대응 목적의 로컬 M&A 

① 사업 : 이커머스, 디지털미디어, CRM 등 신사업을 통한 주요 광고주 대행 확대 추진 

② 역량 : Data, Tech, 전략 등 핵심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

③ 지역 : Top Tier 달성(중국/인도), 사업기반 강화(영국/미국/독일), 주요 광고주 공략(신흥시장) 

[자회사 관리 강화 등 내실경영을 통한 영업이익률 지속 개선]  

2020 경영 목표 : 영업총이익 2조 규모의 글로벌 Top Tier 광고그룹 

“ 2017 경영 목표 : 영업총이익  5% + M&A 등 추가 성장, 영업이익률 지속 개선 ” 

성장 전략 

투자 확대 

[배당 지속 추진을 통해 주주 가치 제고] 주주보상 

관리 강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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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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